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적적으로 보면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시

슬롯머신의 진실!

슬롯 머신
작동법

간

모든 확률은 균등하지 않습니다.

I Heart Triple Diamond 페니 머신에서 이길 확률은
1/12이지만 일등 상금을 차지할 확률은 1/649,400입니다.
보상이 적습니다.
당첨금이 큰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슬롯머신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머신은 당첨금이 작고 보너스 게임이 있는 반면 다른
머신들은 당첨금이 큰 대신 당첨 확률이 낮습니다.
돈 = 크레딧
슬롯머신에 돈을 집어넣으면 크레딧으로 표시됩니다.
이기면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지면 크레딧이 내려갑니다.

슬롯머신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슬롯머신은 무작위 숫자를 생성하는 기계(RNG)
를 사용하여 플레이마다 나오는 숫자를 결정하는
컴퓨터입니다. RNG 는 초당 수백에서 수천의
숫자를 생성하며 슬롯머신의 결과는 머신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어떤 번호를 생성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RNG 는 플레이 때마다 사실상
예측하기 불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공한 플레이는 언제나 이전 플레이와는
완전히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지출 금액

다른 질문이
있나요?
카지노에서 GameSense 상담사에게
문의하거나 GameSense.com를
방문하거나 1-866-815-0222으로
전화주세요.

슬롯머신에 대해 알아야 하는 모든 것

작동
원리

더 많이
플레이할수록
상금이 높아지나요?

슬롯머신에서
이기는 것은 순전히
확률인가요,
아니면 실력으로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슬롯머신에서 플레이 횟수는 상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슬롯머신의 플레이는 각각 개별적이며
예측 불가능하고 또한 이전 플레이와는 무관합니다.
슬롯머신은 "이제 당첨될 때"란 없으며, 당첨된
이후라도 "당첨될 확률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복도에서 멀리 떨어진
슬롯머신은 플레이
횟수가 적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더 높은가요?
슬롯머신을 얼마나 자주 플레이하느냐와 다음 플레이 때 당첨될
확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첨금은 슬롯머신의
사전 설정된 확률과 머신 안에 있는 RNG에서 만들어낸
예측 불가능한 숫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부분 슬롯머신은 순전히 확률에 의거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기에 따라 보너스 게임은 아케이드 스타일 비디오와
연동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력이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슬롯머신 안에 있는

RNG에서 종종 보너스 게임 여부와 당첨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확률은 여전히 당첨금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리를 떠나자마자
플레이했던 기기에서
잭팟이 터졌습니다.
계속했으면 이겼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작위 숫자 생성기에서 플레이마다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별 플레이의 결과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결과는
플레이어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거나 레버를 당기는 그 순간 생성되는
숫자에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이전에 플레이한
결과와는 전적으로 무관합니다.

GS-R05K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길 가능성은 플레이한 기기와
배팅한 크레딧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억해야 하는
점은 확률은 언제나 "하우스"에게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